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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간호는 간호사가 대상자의 건강 경험에 동참함으로써

대상자의 잠재력을 실현시켜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측면.

에서 간호의 핵심은 간호사와 대상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현될 수 있고 따라서 상호작용이 어떻(King, 1971),

게 형성되고 촉진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간호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연구에서 실제 간호사 환자 상호작용-

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간호사 환자, -

상호작용이 업무중심적이고 깊이있게 형성되지 못한 채,

단순한 일과적 수행만을 하는 관계임을 지적하고 있다

장성옥 박영주 김인자 손행미 이성( , , 1999; , , 1997;

심 지성애, , 1990; Clark, 1983).

아동은 성인과는 달리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성, ,

장기에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아동의 입원경험은

아동의 성격형성이나 정서적 행동적 발달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입원시 환아에게 행해지는 진단적 혹은 치.

료적 시술은 환아에게 공포감이나 불안을 증폭시키는 새

로운 경험으로 심한 정서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다문, (

영임, 1995).

아동 간호사의 공감정도에 대한 연구박은숙 석민현( , ,

정경숙 에서 간호사들은 대상자가 개별적인 간호, 1997)

를 요구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병동의 고정업무

수행에만 전념하는 것이 파악되었다 특히 아동 간호사.

는 환아와의 공감정도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못하며,

환아가 인지하고 있는 공감정도가 간호사가 인지한 공감

정도보다 더 낮아서 대상자에 대한 공감의 표현도 부족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동간호사는 환아를 하나의 독.

립적인 인격체로서 아동의 눈높이에서 발달단계에 맞는

개별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환아의 요구.

와 정서를 이해하고 이를 간호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은

전문직 간호사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발달수.

준이 다양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간호사의 의사소

통 기술은 환아간호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환아와 간호사의 상호작용에 대

한 연구(De Oliveira, & Cassiani, 1997; Scharer,

는 주로 환아의 어머니와 간호사의 언어적 상호작1996)

용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환아와 간호사의 상호작용 양,

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성인환자들과 간호사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장성(

옥 박영주 이지연, , 1999; Caris-Verhallen, 1999; ,

송미숙 김인자 손행미, 1998; , , 1997; Wilkinson

는 주로 상-Barnett, 1992; Macleod-Clark, 1983)

호작용의 빈도와 기간 유형을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되,

어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에서도 간호사와 환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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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과정이나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독특한 상호작

용 행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대다수가 상호작용이

가진 맥락적 특성과 복합성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어져

야 하고 치료적이거나 촉진적인 의사소통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간호사와 환자간의 관계는.

치료적 관계를 전제로 한 인간관계이므로 일반적인 의사

소통과는 다르게 간호사는 대상자의 특성과 자신의 특성

을 고려한 효과적인 상호작용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에 입원이라는 낯선 상황에서 아동의 스트레스를 줄

이며 아동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아동이 타인

과 의사공유를 이루는 원리에 근거해서 간호사의 의사소

통행위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의사소통으로서.

놀이도입과정을 설명한 은 대화참여자간Bateson(1955)

의 의미의 공유를 이루는 협상의 과정으로서의 상위의사

소통을 소개하였고 은 간호사와 대상자Mitchell(1991)

의 대화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암시를 어떻게 해석할 지,

에 대한 것이 상위의사소통이라고 정의하였다 상위의사.

소통은 아동심리학 뿐 아니라 경영학 소비자 심리학 교, ,

육학 등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그 현상

을 밝히거나 촉진하는 기술로서 연구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 환경에서 일어나는 간호사와 아동

과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간호사가 환아와의,

상호작용 과정동안 서로간의 의미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

구의 결과가 간호사의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궁극적으로는 질병을 가진 아동의,

입원관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촉

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2.

아동 간호사가 환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사용하는 상위

의사소통 행위는 무엇인가?

용어의 정의3.

상위의사소통 상위의사소(Metacommunication) :

통은 의사소통 참가자들이 나타낸 의사소통 행위를 해석

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이는 언어적 행동 언어 외의,

행동 음색 억양 굴곡 리듬 비언어적 행동접근도( , , , ), ( ,

방향설정 얼굴표정 몸짓 자세 접촉 눈맞춤 등이 포, , , , , )

함된다(Mitchell, 1991).

본 연구에서는 소아과 병동에서 간호사와 세의, 5-6

환아간의 상호작용을 비디오 녹화를 하여 상호작용 과정

동안 간호사가 아동과의 공감을 촉진하기 위해 시도한

의사소통 행위를 추출하여 명명한 내용을 가리킨다.

Ⅱ 문헌 고찰.

상위의사소통 행위1.

은 의사소통 당사자간에 나타난 표현Mitchell(1991)

을 어떻게 해석할 지에 대한 것을 상위의사소통으로 정

의하였다 상위의사소통은 표현된 메시지가 어떻게 받아.

들여 질 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는 용

어로 이는 언어화된 것에 포함되어 있거나 비언어적 몸,

짓과 표현으로 전달될 수도 있다.

간호사와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정보의 교환할 때에는

그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석할 지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전달된다 상위의사소통의 개념이 실제의 상호작용에서.

관찰되어 나타나는 형태가 상위의사소통 행위이고 인간

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많은 분야에서 상호작용을 효과적

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경영학 분야의 의 연구에서는 미국인Gilsdorf(1997) ,

들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상업적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상위의사소통

적 행위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중국인들이 자주 사용하.

는 암시와 중국인의 시간개념 걸음걸이 대화에서의 관, ,

습 목소리와 얼굴표현을 자제하는 것 몸짓 얼굴 사회( , ), ,

적 위치의 영향 선물 식사와 음주 습관 팁을 주는 것, , ,

등이 중국인의 상위의사소통 특성으로 제시되었다 신입.

사원의 면접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상위의사소통 행위로는

면접자가 심사자와 눈맞춤을 유지하거나 악수를 확고하,

게 하거나 적절하게 복장을 갖춘 것 등이었다(Huegli

& Harvey, 1979).

아동의 상위의사소통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의 언어라

고 할 수 있는 놀이활동에서 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놀이의 형태와 그 상황을 놀이상황으로 규정짓는 의사소

통 형태를 상위놀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metaplay) .

동의 상위의사소통 행위의 한 형태로 제시되는 상위놀이

는 의 연구에서 상징적 전환으로Trawich-Smith(1998)

서 주도 와 따르지 않기 동의하기 명료한(initiation) , , ,

의미를 제시하는 동의 물건의 소유권에 대한 언급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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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과 놀이주제나 상황의 비언어적 구성과(response) ,

언어적 구성의 구축 의 가지 형태로 나(construction) 3

타났다 이와 유사한 관찰법을 사용한 의. Goncu(1993)

연구에서는 물체 행동 이야기 진행 역할에 관한 의사, , ,

소통과 지시에 대해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내용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료하고자 의사표현을 하는 내용 관련없는,

행동을 하는 것 등이 아동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상위

의사소통 행위로 제시되었다.

상위의사소통의 내용을 밝힌 연구와 이러한 상위의사

소통 행위의 효과에 대해 밝히고자 한 연구가 있었는데,

와 는 대학생들에게Patch Hoang, Stahelski(1997) ,

갑작스런 요구를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는 그 요구가 받

아들여지고 어떤 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지에 대한 것

을 상위의사소통 행위로 설명하였다 갑작스럽게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의 무리함과 이를 거절해도 된다

는 언급을 하여 대상자의 당황스러운 감정에 공감함을

알리는 언어적 표현을 덧붙이는 상위의사소통 행위가 대

학생들의 이행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적절한.

상위의사소통 행위가 함께 행해진다면 대상자가 그 제안

을 거절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였다.

상위의사소통은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의견차이를 조정

하고 협상하여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의 이해를

만들어 내는 데 필수적인 상호작용 기술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대상자의 이해 증진이나 이.

행 협조 구매력 상승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제시되, ,

고 있다(Trawich-Smith, 1998; Gilsdorf, 1997;

Patch, Hoang, & Stahelski, 1997; Goncu,

그렇지만 이러한 상위의사소통을 분석하는 방법1993).

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개념의 범주나 속성을 질적으

로 분석하거나 유형을 분류하는 정도이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아동의 상위의사소통 능력2.

아동의 상위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연구에서(Flavell,

어린 아동의 상1981; Robinson & Robinson, 1981)

위의사소통 능력의 제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세의. , 5

아동은 나이 많은 아동과는 달리 메시지의 애매함을 알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아동은 상대방에게 언.

제라도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모호한,

메시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아동은 자신이 상대방의 의도와 다른 행위를 했.

음을 알았을 때 이를 의사소통의 실패로 보고 그 실패의,

잘못을 듣는 측 즉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음이,

과 의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Robinson Robinson(1981) .

렇게 듣는 측에 잘못을 돌리는 아동은 말하는 측에 잘못

을 돌리는 아동에 비해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개선해서 전달할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 아동이 듣는.

역할을 하는 능력은 또한 상황에 따라 메시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즉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런 상황보다 자

연스러운 상황에서 더 잘 듣는다고 보고되었다.

한편 학령전기 아동의 상위의사소통 능력이 불완전함

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제대

로 해낸다 이는 말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메시지의 성격.

등이 실제 언어외에도 아동의 상위의사소통 능력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은 무능하기만 한 사.

람보다는 부정직한 사람의 경우에 메시지의 부적절성을

더 잘 알아내는 경향이 있고 말보다는 글에서 부적절성

을 더 쉽게 알아낸다 또한 모호한 메시지보다는 틀렸거.

나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메시지에서 부적절성을 더

쉽게 알아내는 경향이 있다(Flavelle, 1981).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메시지는 어린 아동이 정확

성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어린 아동일수록 실제의 행동.

과 의도를 같은 것으로 보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전,

달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가 전달하려고 한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

다 세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메시지의 정보가치는 그. 6

질에 달려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학령전기 아동의 위와 같은 상위의사소통 능력의 불완

전함 때문에 아동을 간호하는 간호사들은 아동과 공감,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아동과 의,

사소통을 할 때의 상위의사소통 특징을 이해하고 그들에

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아동환자와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

위해서 간호사의 의사소통 전략은 위와 같은 아동의 상

위의사소통 능력에 기반해서 접근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아동을 돌보는 간호사가 환아에게 치료적,

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

울러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내용적 측면뿐만이 아닌 관

계측면의 상호작용에 대한 복합적 수준의 분석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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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의료인과 환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서 지적

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에 근거해서.

상호작용 행위를 관찰하기 위해서 영상자료를 녹화해서

전체상황을 볼 수 있는 자료수집이 필요함이 권고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선행 문헌고찰을 통해 아동과 성.

인의 특성에 따라 이들의 상호작용이 변화하며 이 때,

특히 상위의사소통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와 환아와의 상호작용을 지속적

으로 관찰하여 간호사의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분석하는

관찰연구이다.

연구참여자1.

연구참여자는 서울시내에 위치한 중산계층이 주로 많

이 이용하는 종합병원의 소아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

사 전수 중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간호사 명과6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개월 동안 그 병동2001 12 2002 2 3

에 입원했던 세의 아동 전수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5-6 ,

아동의 경우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받음 명의 아동이( ) 8

다 관찰된 대상은 특히 일 이상 같은 담당간호사 환아. 2 -

배정이 되어서 연속적인 관찰이 가능한 대상 간호사와

아동 쌍이었다 기간을 일 이상으로 한 것은 사전조사8 . 2

결과 소아과 병동에서 간호사가 담당환자를 배정받는,

것이 일마다 변했기 때문에 특정한 간호사가 환아와의2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보기 위한 목

적에서 결정되었다.

자료수집2.

자료수집은 월 월에 걸쳐 아동병동에 입원하고12 -2 ,

연구대상 기준에 적합하며 연구에 동의한 쌍의 간호사8 -

환아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자료수집 시간은 입원 일. 1

부터 일 이상 오후 시부터 시까지 하루에 시간 시2 2 6 4

행하였다 피관찰자들이 상호작용하는 동안 연구자는 거.

리조절이 가능한 최소형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상호

작용 장면을 녹화하고 기록지에 그 상황에서의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하였다.

자료수집은 비구조적 비참여 관찰방법으로 하였다, .

비참여 관찰방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반동성을 줄

이기 위해서 연구자가 피관찰자들간호사와 환아 보호( ,

자 에게 그들의 상호작용 양상이 관찰된다는 사실만을)

설명하고 어떤 내용이 관찰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관찰대상자들의 행동의 변질로 인한 오차를

줄이도록 하였다.

관찰법에 의해 얻어진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아놀이관찰 유아와 교사와의 상호작용 관찰 등을 자,

료수집 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직접 모든 관찰을 시행

하였다 이때에 관찰내용을 기록하기 위한 기록지와 비.

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상호작용이 일어나

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관찰과 촬영을 하였고 상호작용

이 종결된 후 기록지에 전후상황을 기록하였다 즉 한. ,

환아와 그 가족이 입원을 위해 간호사를 처음 만나는 장

면부터이 장면은 동의서를 받기 이전이므로 녹화되지(

못하여서 관찰된 것을 맥락을 이해하는 자료로 사용하였

다 병실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처치실에서 검사를 위한) ,

채혈과 정맥주사요법을 시작하는 것 병실에서의 경구투,

약과 정맥주사를 통한 투약 병실순회 등의 간호활동을,

중심으로 특정 간호사와 환아가 상호작용하는 장면을 입

원이후 일까지의 기간동안 특정 주제의 상호작용 에피2

소드 단위로 촬영하였다.

에피소드는 공유된 주제를 가지고 연속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교대를 하는 것을 포함하는 둘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 상황으로 누군가가 어떤 대상이나 활동 사건, , ,

느낌에 대해 말했을 때 시작하고 상대방이 그 주제에,

반응하는 것을 실패했을 때나 상대자의 관심이 초이상30

그 주제에서 떠나 있을 때 종결된다.

이때 관찰자료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호작용 행

위 자체를 관찰하고 그 행위의 해석이나 추리의 결과를

측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자료분석방법3.

자료분석은 질적 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에 근거해 시행하analysis, Lincoln & Cuba, 1985)

였다.

연구자와 아동간호학 석사인 보조연구자가 각각 비디

오테잎을 보면서 의 정의에 의한 상위의Mitchell(1991)

사소통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에피소.

드의 선택은 연구목적 및 간호사 환아간 공감을 촉발하-

는 시도의 출현과 그로 인해 아동의 다음 행위가 긍정적

이거나 중립적으로 반응하는데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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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지적된 에피소드를 언어적 행위와 언어외적 행위 비,

언어적 행위로 전사하였다 상위의사소통 행위의 단위는.

정의에 의해 제시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대화이거나 행위로 구성되었다 선택된 분석자료.

에서 간호사 환아간 상호작용 행위들에 대한 언급들의-

상호 연결구조와 참가자간의 상호작용 당시의 맥락에 기

반한 시발행위와 반응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각 에피소드를 유사한 범주별로 묶고 묶어,

진 에피소드들 각각을 명명하고 각 범주에 포함되는 근,

거를 기술하였다 전체의 정도의 단위가 범주화되었. 1/3

을 때 다른 연구자에게 의뢰하여 분류한 범주에 대해 의

견을 나누고 각자의 분류에 있어서의 차이점들을 논의하

였다 이러한 협상과정을 통해서 범주들은 합성되고 나.

누어지고 재명명되었고 각 범주에의 포함근거가 재작성

되었다.

이어서 새롭게 협상된 범주도식에 따라서 연구자가 독

립적인 분류작업을 진행하였다 두 번의 분류에 대한 위.

와 같은 의뢰과정이 반복되면서 간호사와 환아간의 상위

의사소통 행위의 영역과 내용이 구축되었다 분석자간.

일치도는 전체적으로 정도가 될 때까지 진행하였다80%

.

결과적으로 제시되는 상위의사소통 행위는 연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참가자간 공감을 이루기 위해 사용된

기술의 시발과 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Ⅳ 결 과.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1.

간호사들의 평균연령은 세 세이고 평균27.7 (25-33 ) ,

병원경력은 년 개월 년 년 개월이며 한 간호사만4 8 (2 -9 6 )

이 자녀가 있었다 명은 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하였고. 3 4

다른 명은 간호전문대를 졸업하였다 환아의 평균연령3 .

은 년 개월 년 년 개월이고 주로 급성위장관염이5 3 (5 -6 1 )

나 폐렴과 같은 급성질환으로 입원하였다.

아동간호사의 상위의사소통 행위2.

간호사와 환아의 상호작용은 대부분 간호사의 병실순

회 경구투약 정맥투약 주사행위 등의 구체적인 간호활, , ,

동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간호사와 환아의 상호작용시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

용 행위를 분석하여 추출해낸 상위의사소통 행위는 다가

가기 눈높이 맞추기 눈맞추기 접촉하기 격려나 칭찬, , , ,

하기 되돌리기 목소리 바꾸기 선택하게 하기 친근하, , , ,

게 요구하기 확장하기 덧붙이기 반복 및 확인하기 동, , , ,

질감 표현하기 반영하기 상징으로 표현하기 행위기술, , ,

하기 아동처럼 말하기 이완된 자세 취하기 전환하기의, , ,

총 개이고 이것은 다시 관심끌기 반응을 유발하기19 , ,

공감하기 긴장완화하기의 개로 아래와 같이 범주화되, 4

었다.

관심끌기1)

다가가기(1)

행위 간호사가 환아의 관심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접근하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말을 하는 것

예 : 간호사 김 침대발치에서 어머니와 얘기를: OO.(

나누던 간호사가 아이쪽으로 다가가면서 이름을

부른다)

환아 침대난간에 팔을 올리고 기대어 앉아: (

있던 아이가 고개를 돌려서 간호사를 쳐다본다)

간호사 저녁 먹었어 아이앞에 가까이 구부려: ?(

선다)

눈높이 맞추기(2)

행위 간호사가 몸을 구부리거나 쭈그리고 앉아서 눈:

높이를 아동에게 맞추는 것

예 : 간호사 어디 해 보자청진기를 귀에 꽂고: ..... (

쭈그리고 앉아서 아이와 같은 눈높이를 만들고

아이를 바라본다)

환아 몸을 간호사쪽으로 향한채 눈을 동그랗: (

게 뜨고 간호사를 바라본다)

눈맞추기(3)

행위 간호사가 환아와의 상호작용동안 환아의 눈을:

응시하는 것

예 : 간호사 엄마오시기 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이거 콜벨 눌러 아이 뒤쪽에 있는 콜벨을 손( ) ..(

으로 지적하며 아이를 바라본다)

환아 간호사의 손을 따라 머리를 돌린다: ( )

간호사 알았지 아이와 눈을 맞춘 채로 고개: ?(

를 끄덕끄덕인다)

환아 간호사와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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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하기(4)

행위 간호사가 환아의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건드리:

는 것

예 : 간호사 으샤 음 알았어 고개를 끄덕이: .. .. ...(

며 가만히 일어선다)

환아 앞에 놓인 기록지를 쳐다보고 있다: ( )

간호사 옷 갈아입고 있어 간다 어깨를 가: .. ..(

볍게 안아주고 침대발치쪽으로 간다)

환아 간호사를 따라 고개를 돌려서 간호사가: (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다)

반응을 유발하기2)

격려나 칭찬하기(1)

행위 처치할 때 환아의 수행에 대해 격려하고 칭찬:

하는 것

예 : 간호사 다 했어 다 했어 다 되간다 열만: .... .

세 봐..

환아 울먹이다가 얼굴이 굳어진다: ( )

간호사 세고있니: ?

환아 간호사를 힐끗 쳐다본다: ( )

간호사 아 잘 했어 잘 했어 봐 금방: .. ... ....

하잖아 환아를 안아서 일으켜서 처치대에 앉아..(

있는 상태로 안아주며 등을 톡톡톡 두드리며 진

정시킨다)

되돌리기(2)

행위 환아의 말에 반응을 하면서 동시에 환아의 반:

응을 요구하는 발화

예 : 환아 네 팔 나 팔에다 주사맞기 싫은데: ? ? ....

몸을 비틀면서( )

간호사 그럼 어디다 할까 머리에다 할까 웃: ? ?(

으면서)

환아 손 손 손에다가다급하게 팔을 내밀면: .. (

서)

목소리 바꾸기(3)

행위 환아에게 지시하거나 질문하는 것 등이 강압적:

으로 전달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아기목소리를 내거나 음색이나 억양을 변화시

키는 것

예 : 간호사 환아에게 다가가며 어 디 보 자아이: ( ) - - - (

손을 잡으면서 들어다보며 노래하듯이)

환아 간호사가 잡은 손을 가만히 들여다 본다: .

선택하게 하기(4)

행위 할래안 할래가 아닌 선택사항을 주어 환아가: ‘ / ’

거부하지 않고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

예 : 간호사 아이 손을 잡으면서 환아를 쳐다보며: ( )

어느 쪽이 좋아 왼손 오른손? .. ...

환아 밥 먹어야 되는데 오른손을 약간 들어: ...(

손가락을 움직이며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

친근하게 요구하기(5)

행위 발화시작 접두어의 사용을 포함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환아가 지시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

예 : 간호사 열 한번만 재 볼게 무서운 거 아: .....

니고 귀에 여보세요 하는거야 환아의 귀에 체.(

온계를 댄다)

환아 얼굴을 찡그리면서 가만히 있는다:

확장하기(6)

행위 간호사가 자기 스스로 한 말을 확장해서 반복:

하는 것 환아가 가까이 나온 말들끼리 비교를,

하여 구조적 유사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

예 : 환아 아 으 다른 친구들도 다 했어: ..... ....

요 간호사가 잡을 팔을 빼려고 버티면서?( ..)

간호사 다른 친구들도 다 했지 지금 주사맞: ..

고 있잖아 맞은 편 애기도 주사맞고 있지.. ...

옆에 있는 형아도 주사맞고 있지...

환아 팔에 힘을 빼고 조용해진다: ( )

덧붙이기(7)

행위 환아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간호사가 대화:

의 끝부분에 붙이는 언어적 장치

예 : 환아 싫어 싫어: .. ...

간호사 이쪽으로 들어갈거야 알지 환아: OO, . ?(

와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환아 간호사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끄덕한: (

다)

반복 및 확인하기(8)

행위 환아가 한 말을 반복하거나 환아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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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간호사 야 이 손 썼어 안 썼어: OO , ? ?

환아 조금만 썼어요심각한 표정으로 기어들어: (

가는 목소리로)

간호사 쪼금 썻어 미소지으면서 아이를 쳐다: !!(

보며 수액조절기를 만진다)

환아 시원하네 이제 씩 웃으면서 주사부: ... ...(

위를 들여다 본다)

간호사 시원해: !!

공감하기3)

동질감 표현하기(1)

행위 간호사가 환아에게 환아가 좋아하는 물체나 상:

징 등을 함께 공유함을 나타내는 것

예 : 환아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오는 것을 보고: (

경직된 표정이 된다)

간호사 환아에게 다가가면서 야 그거 스티: ( )OO ,

커 아냐?

환아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 )

간호사 나도 디지몬 있는데 손으로는 정맥투: ..(

여를 하면서 고개를 숙여 가슴에 달린 명찰을 가

리킨다 명찰에 디지몬 스티커가 여기저기 붙어.

있다.

환아 명찰을 가만히 쳐다본다: ( )

반영하기(2)

행위 환아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해 주는 것:

예 : 환아 시무룩한 표정으로 턱을 괴고 앉아있다: ( .

간호사가 다가가자 얼굴을 찡그린다)

간호사 이거 먹으면은 혀 안 아퍼 지금 혀 아: .

파서 계속 침 못 삼키고 있는거지 그지 약을? ?(

따라서 내려 놓는다.)

환아 괴고 있던 팔을 내려놓고 간호사를 쳐다: (

본다)

간호사 이거 먹으면은 안 아프거든 아파서 지: .

금 침 못 삼키고 있는거지 그지 응 맞지? ? ? ?

환아 고개를 약하게 끄덕거리며 눈을 깜박인: (

다)

긴장완화하기4)

상징으로 표현하기(1)

행위 특정 행위나 물체를 환아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단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

예 : 간호사 피부반응검사를 하기 위해 볼펜으로: (

환아의 팔에 검사부위를 그리고 있다 야 토)OO ,

끼하나 그리자 토끼도 눈물 흘리겠다 토끼 그, .

리는 거야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너 오늘, , ...

물 먹었어?

환아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기하다는: (

듯 쳐다본다)

행위기술하기(2)

행위 간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행동이나 과거나 미래:

의 행동을 진술하는 것

예 : 간호사 청진기를 들고 환아의 곁으로 다가간: (

다)

환아 간호사를 움찔하며 본다: ( )

간호사 숨소리 들어보는 거야청진기를 환아: (

가슴에 들이댄다)

아동처럼 말하기(3)

행위 물체나 정서 등을 환아가 이해하는 수준의 형:

용사 등의 단어로 쉽게 풀어주는 것

예 : 간호사 혈액채취를 하면서잼잼 잼잼 해봐: ( ) .

이거 빨랑 나오게 주먹을 폈다 줬다.. ...

환아 긴장된 표정으로 주먹을 줬다 폈다 한: (

다)

이완된 자세 취하기(4)

행위 환아앞에서 편안한 자세로 기대어 서거나 앉는:

것

예 : 간호사 병원에 왜 왔어요 보조의자에 앉은: OO ?(

채로 침대난간에 팔을 걸쳐놓고 아이를 향해 비

스듬히 기댄다)

환아 손을 입에다 대면서 간호사를 쳐다본다: ( )

전환하기(5)

행위 환아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한가지:

측면만을 보는 경향이 있는 환아가 특정사항에

서 관심을 돌리도록 시도하는 것

예 : 간호사 다 했어 다 했어 다 되간다 열만 세: , .

봐

환아 얼굴이 굳어 있다: ( )

간호사 세고있니: ?

환아 간호사를 흘끗 쳐다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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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간호사들이 환아와의 상호작용시 보이는 상

위의사소통은 대체로 서로 다른 발달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와 환아간의 의미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사

용되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상위의사소통 행위는.

반영하기였고 아동처럼 말하기 다가가기 눈높이 맞추, , ,

기 덧붙이기 친근하게 요구하기 격려나 칭찬하기 행, , , ,

위기술하기 상징으로 표현하기 되돌리기 접촉하기 목, , , ,

소리 바꾸기 눈맞추기 반복 및 확인하기 확장하기 이, , , ,

완된 자세 취하기 선택하게 하기 전환하기의 순으로 사, ,

용되었다.

Ⅴ 논 의.

간호사와 환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추출된 간호사의 상

위의사소통 행위는 크게 관심끌기 반응을 유발하기 공, ,

감하기 긴장완화하기의 네 영역이었다, .

각 영역에 다가가기 눈높이맞추기 눈맞추기 접촉하, , ,

기 격려나 칭찬하기 되돌리기 목소리 바꾸기 선택하, , , ,

게 하기 친근하게 요구하기 확장하기 덧붙이기 반복, , , ,

및 확인하기 동질감 표현하기 반영하기 아동처럼 말하, , ,

기 상징으로 표현하기 행위기술하기 전환하기로 이는, , ,

관계형성이나 협상을 위한 큰 축과 개별적인 의사소통

전략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간호사의 상위의사소통 행위

는 기본적으로 학령전기 아동의 조작전기적 특성을 충분

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아기 이래로.

상징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대화에서 반복을 자주 보이며

물활론적 사고와 의식화 의 경향이 있는(ritualization)

학령전 아동의 인지적 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네 가지 영역의 큰 축은 관계형성이나 협상과정으로서

의 상위의사소통 행위의 정의에 부합하며, Trawick-

가 아동의 놀이관찰연구를 통해 아동의Smith (1998)

상위의사소통 행위의 한 형태로서 상위놀이(metaplay)

를 주도 반응 구축의 가지 형태로 제시한 것과 유사, , 3

한 형태와 목적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 아동이 상호작용시에 협상을 위해 보Cosaro(1986)

이는 가지 의사소통 전략으로 제시한 언어표현적 암시7

억양 목소리 크기 강도 높낮이 강조 행위기술 반( , , , , ), ,

복 확장 관심유도 지시 부가의문과 유사하게 내용이, , , ,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아동 아동과 성인 아동의 대화를 각각 다른 사회적 맥- -

락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상호작용 유형으로서 연구하였

던 는 아동과 성인간의 상호작용은 불Camaioni(1979)

균형적이며 이런 양상은 단순한 연령의 영향뿐만이 아,

니라 상호작용 참가자들이 서로의 세계에 대하여 인정하

고 공유하는 정도의 양과 질의 차이도 작용한다고 하였

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성인 아동 상호작용이 일어나. -

는 사회적 맥락은 또래간 놀이보다는 주로 교육적인 경

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가 아동과.

의 상호작용에서 사용한 상위의사소통 행위 특히 언어,

의 사용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되돌리기 구조반복 및 확,

장하기 반복 및 확인하기 행위기술하기 등은 상호작용, ,

구조 분석을 통해 가 제시하고 있는Camaioni(1979)

성인 아동 상호작용에서 아동과 유능하게 상호작용하는-

성인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학령전기 아동들이 또래와 대화하는 것을 보면

상호적인 순응이 나타난다 각 상호작용자는 상대방의.

활동양상에 민감하고 그것에 순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면 대화에서 일시적인 일치가 발견되는데 이는‘ ’

다른 화자들간의 표현양상이 상대방의 표현양상과 같아

지는 경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간호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에서 학령전기 아동들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일시적인 일치가 보이고 있다 이는 친근하게 요.

구하기나 동질감을 표현하기 반영하기와 아동처럼 말하,

기 상징으로 표현하기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즉 성, . ,

인과 아동과의 대화는 교육적인 상호작용이 주되게 보이

지만 또래와의 대화는 상대에게 순응하는 양상이 빈번하

게 나타나는데 간호사가 환아와의 대화에서는 간호사가

아동의 대화방식에 순응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인다 그 결과로 아동과 간호사와의 상호작용이 일반.

성인과 아동과의 상호작용과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아동

의 이행과 협조 더 나아가서 치료적인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몇몇 상위의사소통 행위들은

아동기의 또래관계 연구자인 의 연구결Corsaro(1985)

과와 비교하면 대화참가자간의 힘의 균형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는 아동의 역할 행동으로부터 지위의. Corsaro

개념을 추론하였고 상호작용에서 이 지위의 영향을 해석

하였다 즉 그의 연구에서 상급자 하급자 관계에서 지시. -

를 더 많이 사용하기를 좋아했고 정보를 제공하는 말은,

같은 위치일 때 더 많이 사용되었다 승낙을 요구하는.

것은 하급자의 위치일 때 우선적으로 사용되었고 활동,

참가를 요청하는 것과 부가의문문은 하급자 상급자에서-

양쪽 아동들에 의해 일정하게 사용되었다 아기처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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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이나 동물소리는 하급자가 주로 사(baby talk)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가 아동환자에게 빈번하게.

사용한 덧붙이기 와 친근하게 요구하기 아동처럼(tag) ,

말하기 등은 특히 아동이 간호사를 권위있는 성인이라기

보다는 친근하고 편안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

다 또한 가 학령전 아동들의 또. Trawick-Smith(1992)

래간 설득과정을 분석한 연구에서 덧붙이기를 이용하여

요청을 하는 아동의 경우가 상대방의 가장 높은 이행률

을 끌어냈던 것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간호사가 보이는

덧붙이기가 본 연구에서도 상대자의 반응을 유발하는 역

할을 하였음을 지지해 준다.

이러한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간호사의 상위의사소

통 행위는 아동과의 공감을 형성하고 긴장해소와 관계몰

입 등 관계형성을 촉진하는 기본적인 간호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대.

상자의 의사소통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구축될 수 있는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밝혀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

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상위의사소통 행위는 언어적

의사소통 행위와 언어외적(verbal) (paralinguistic)

행위 비언어적 행위가 고루 추출되었다, (nonverbal) .

이 중에서도 문장의 구조 목소리 변화 등의 언어외적,

행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문헌에서 주로 제시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는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표현양상이 선행연구가

주로 행해진 서구사회와 차이가 있음이 그 요인이 될 수

있으리라 파악된다 즉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를 비롯. ,

한 의사소통시 표현의 절제를 미덕으로 삼는 한국사회에

서의 문화적 가치가 간호사와 환아의 상호작용에서도 작

용하고 있음을 관찰기간동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

해서는 문화적 시각에 의한 간호사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만을 집중적으로 관찰연구를 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병동에서의 간호사 환아 상호작용을 관-

찰하여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상위의사소통을 규명하는

관찰연구이다.

자료수집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시2001 12 2002 2 S

에 소재한 일 종합병원의 소아과 병동에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소아과 병동의 간호사 명과 세의 담6 5-6

당환아 명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자가 비참여8 .

관찰하면서 간호사 환아 상호작용 상황을 비디오카메라-

를 이용하여 녹화하였다 관찰자료는 질적비교분석법으.

로 분석하여 간호사의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추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간호사가 환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상위의사소통 행위는 다가가기 눈높이 맞추기 눈맞추, ,

기 접촉하기 격려나 칭찬하기 되돌리기 목소리 바꾸, , , ,

기 선택하게 하기 친근하게 요구하기 확장하기 덧붙, , , ,

이기 반복 및 확인하기 동질감 표현하기 반영하기 아, , , ,

동처럼 말하기 상징으로 표현하기 행위기술하기 이완, , ,

된 자세 취하기 전환하기가 추출되었다 이는 관심끌기, . ,

반응을 유발하기 공감하기 긴장완화하기의 가지 영역, , 4

으로 범주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아동병동에서의 간호사 환아 상호작용에서-

간호사들은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빈번하게 보였고 이는

아동과 유능하게 상호작용하는 성인의 의사소통 특성들

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교육에 상.

위의사소통 행위를 도입하여 간호사의 효과적인 의사소

통 기술을 촉진함으로써 간호사가 다른 특성을 가진 대

상자에 대해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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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ative Analysis of

Nurses' Metacommunicative

Behaviors in a Pediatric Unit

Shin, Hyun-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metacommunicative behaviors between nurses

and patients in a pediatric unit.

The research method included observation

using videotaping.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2001 to February, 2002. Total six

nurses, and eight patients and their mothers in

a pediatric unit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interactions were videotaped under the

participants' consent. The participants were

observed for total 8 hours over 2-day period.

Special episodes which were identified as

metacommunicative behaviors in the taped

interactions were transcribed. Transcription

included verbal and nonverbal interactions.

Selected episodes were classified using Mitchell's

definition. Each classified definitions were

named, and categorized by its purpos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Nineteen metacommunicative behaviors which

used frequently by nurses-approaching,

mediating eye level, eye contact, touching,

encouraging, turnabout, mimic voice, giving

choices, friendly demand, expansion, tagging,

repeating and confirming, identification,

reflection, baby talk, symbolization, description

of acts, relaxed posture, turning away- were

identified and organized into four categories.

They were call for attention, facilitating

response, empathy, and tension release.

In conclusion, nurses in this study used

metacommunicative behaviors frequently and

these behaviors were effective in interacting

with children. It is suggested that any

educational programs to teach communication

skills to nurses need to include techniques on

metacommunicative behaviors. This will help

nurses to be more sensitive to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ir patients.

* Instructor, Yonsei University


